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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5G를 비롯한 무선 네트워크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모바

일 기기 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방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람하기 시작

한 정보와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초지능 연결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러한 4차 산업혁명은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능했으며. 그중 빅데

이터는 초지능 연결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양한 유형

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셋 등의 불일치에 의해 즉각적인 연결은 불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이기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제안한다.

키워드: 스마트(Smart), 공장(Factory), 이기종(Heterogenous), 빅데이터(Big-Data), 플랫폼(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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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초지능화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 등의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혁신 3.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업,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일본의 소사이

어티 5.0 등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관련 연구와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제조업의 모든 분야가 지능화되어지지

는 않는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조업의 대부분은 생산설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과거에 도입되었던 생산설비는 최신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제조업의 생산현장에

서는 과거의 장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기에 의해 데이터가 관리되

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생산현장에서의 제조 데이터는 

PLC(Power Line Communication), MCU(Micro Controller Unit)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데이터와 장비 제조사만의 고유한 데이터 

포맷 등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공장 

관련 주요 시스템의 데이터와 함께 전통적으로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이기종의 데이터들을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II. Implementation

다양한 생산설비 및 장비들에서 발생되는 제조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맷의 Raw Data를 기반으로 한 확장성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하나의 운영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데이터 특성이 고려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 및 이기종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차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기종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을 연구하였으며, 그림1은 해당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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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이기종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구성도

그림2와 같이, 제조기업의 생산설비 및 장비로부터 PLC, MCU, 

MES 또는 POP(Point Of Product) 등의 생산현장의 Raw Data에 

대하여 유형별로 수집하고 스마트 공장 운영에 사용되는 ERP,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PLM, SCM(Supply Chain 

Management), GW(Group Ware),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의 경영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이기

종 제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 통합 데이터 분석 엔진을 설계 

및 구현한다.

Fig. 2. 이기종 빅데이터 통합 분석 엔진

경영정보 및 이력정보들과 함께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에서 발생되

는 데이터는 빅데이터 병렬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HBase와 Spark간

의 연동을 수행하였다. 그림3과 같이, HBase와의 연동은 Spark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였으며 Spark는 RDD라는 데이

터 셋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제안하는 이기종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통해 처리된 통합 데이터

는 그림3와 같이 Data Impoter, Sub Graph, Page Rank, Triangle 

Count, Local Alignmnet 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마트 공장의 

통합된 정보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Fig. 3. Spark와 HDFS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연동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빅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해 Spark, 

HBase, Neo4j 등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제조설비로부터

의 Raw Data를 추출하고, 추출된 제조설비의 데이터와 경영정보시스

템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의사결정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Data Impoter, Sub Graph, Page Rank, 

Triangle Count, Local Alignmnet 알고리즘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이기종의 데이터 통합을 위해 Covert서버가 구성되었으나, Master 

Node 1대와 데이터 유형별로 각각의 Slave Node로 구현됨에 있어 

시스템의 운영과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의 상당한 Cost가 발생되었으

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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